
1917년: 시작 시카고 출신 사업가 멜빈 존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헌신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간단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국제라이온스협회는

46,000 여개 클럽과 14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로 발전하였습니다. 라이온들이

인도주의적인 선의로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라이온들의 미담도

이끌어 냈습니다. 

1920년: 세계적인 단체로 창설된 지 불과 3년 뒤, 캐나다에서 첫 클럽을 조직하여 국제적 단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1927에는 멕시코에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신생

클럽이 조직되면서 국제화가 가속되었습니다. 

1925년: 실명 근절 미국 오하이오주 세다 포인트에서 개최된 국제 라이온스대회에서 헬렌 켈러 여사가

“어둠에 맞서는 맹인의 기사”가 되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후 라이온스는 시각 장애인을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1945년: 국제연합(UN) 국제연합과 협력을 지속하면서 이상적인 국제기구로서 세상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협회는 비정부기구로서는 최초로 UN 헌장 제정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이 후 UN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957년: 청소년 프로그램 실시 1950년대 후반, 자원봉사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레오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전 세계 14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6,700개 레오클럽과

168,000명의 레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968년: 국제재단 창설 국제라이온스재단(LCIF)은 세계적인 대규모 인도주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라이온들을 지원합니다. 라이온들은 재단에서 9억 49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지역사회와 지구촌에 봉사를 펼쳐

왔습니다.  

1990년: 시력우선사업(SightFirst) 출범 LCIF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규모의 시력우선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온들은 시력보존과 실명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1990년 출범한 이래, 이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으로

라이온들은 4억 1500만 달러를 조성하였습니다. 시력우선 사업은 저시력, 트라코마, 사상충증, 아동 실명, 당뇨성

망막증 및 녹내장 등 주요 실명 유발 질환의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2014년: 100주년 봉사 챌린지 국제협회는 청소년 지원, 시력보존, 기근구제, 환경보존 사업을 통해

1억 명에 대한 봉사를 목표로 100주년 기념을 시작했습니다. 라이온들은 봉사의 전통을 존중하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소속 지역사회와 국제사회를 강화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0주년과 그 이후 라이온들은 100주년을 지축하면서 다음 100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주력 봉사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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